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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파일 기반 협력적 필터링을 수행하는 장치 및 방법

요약

방법들 및 장치들은, 다른 사용자의 시청 선호도들(140) 또는 프로파일들(160)에 기초하여,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들과

같이 피조언자에게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해 개시된다. 종래기술과 대조를 이루어, 다른 사용자

들은 피조언자와 공통으로 나이, 수입 또는 성별 예를 들어 그 조합들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demographic)을

갖는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르면, 추천들은 피조언자의 시청 또는 구매 이력이 입수할 수 있기 전에 생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법은, 상기 아이템들의 추천을 위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는 단계;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130)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

이터(160) 및 선호도(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는 단계; 상기 피조언자에 가장 낮은 계산된 근접도 측정

을 갖는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상기 선호도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

값인, 상기 선택 단계; 및 상기 선택된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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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협력적 필터링, 프로파일, 추천기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관심있는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법들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른 사용자들의

프로파일들에 기초해서 사용자에게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추천기 시스템들은 사용자에 관하여 알려진 속성들 또는 사용자에 의한 선호도들이나 소비의 과거 이력에 기초해서 사용

자들의 선호들을 예측한다. 예를 들면, 추천기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전에 "잃어버린 성궤의 레이더스(Raiders of the Lost

Ark)"이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 Space Odyssey)"와 같은 서사적 영화들을 좋아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스타

워즈(Star Wars)"라는 영화를 좋아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암시적 추천기들(implicit recommenders) 및 명시적 추천기들(explicit recommenders)의 두 가지 넓

은 카테고리들로 나뉜다. 암시적 추천기들은 합리적으로, 시청자/소비자의 선호들의 과거 이력으로부터 도출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추천을 발생한다. 텔레비전 시청 맥락에서, 시청자 프로파일은 종래의 암시적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기를 사용

하여 발생될 수 있다. 암시적 시청자 프로파일은 주어진 시청자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좋아할지 아니면 싫어할지를 나타내

는 시청이력으로부터 도출된다.

한편, 명시적 추천기들은 시청자의 프로파일들을 도출하여 추천을 발생시키기 위해, 그들의 선호들, 이를테면 프로그램 맥

락에서 타이틀, 장르, 배우들, 채널 및 일자/시간에 관해 시청자들에게 질문한다. 명시적 시청자 프로파일은 각각의 프로그

램 속성에 대한 평가를, 예를 들면, 주어진 시청자가 각각의 프로그램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싫어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

싫어한다(hates)"와 "좋아한다(loves)" 사이의 여러 관심 레벨들에 매핑되는 수치 스케일로 제공하는 시청자 조사로부터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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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암시적 추천 시스템 및 명시적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관심있는 아이템들을 확인하는 것을 돕기는 하지만, 이

들은 많은 제한들이 있다. 예를 들면, 포괄적이 되게, 명시적 추천 툴들은 각각의 새로운 사용자에게 그들의 선호도들을 명

시하는 매우 상세한 조사에 대강의 레벨로 응답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매우 오래 걸린다. 암시적 추천 시스템

들은 프로파일들을 조심성 있게, 예를 들면 시청 습관을 관찰함으로써, 도출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확하게 되는데 긴 시간

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러한 암시적 추천 시스템들은 어떠한 추천 작성을 시작하기 위해 적어도 최소량의 시청/구매 이력

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암시적 시스템들은 추천 시스템이 처음 전개될 때 어떠한 추천도 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음악 및 서적들을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같은, 협력적 필터

링 기술들(collaborative filtering techniques)에 기초한 다른 추천기 시스템들은 어떠한 사용자가 공통으로 함께 구매하

는 다른 사용자들과 유사한 음악 또는 문학적 기호들(tastes)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아마존의 것과 같

은 협력적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기호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아이템들을 빈번히 추천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적에서 벗어

나게 되는(off the mark)" 결과는 통상적으로, 큰 그룹의 사람들의 기호들이 사용자의 기호와는 작은 겹치는 영역을 제외

하고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시스템의 또 다른 결함은 구매된 아이템들이 구매자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입한 선물들은 협력적 시스템을 부정확하게 "오인하게(trick)"하

므로 사용자의 기호들은 부정확하게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구매는 사용자의 기호를 잘 나타내는 것이긴 하나, 아마존의

시스템에서는 이전에 구매를 하지 않았던 영역들에선 어떠한 사람의 선호도들을 탐험할 방도가 없다. 소비자들은 이들의

구입하지 않은 음악 및/또는 서적들을 흔히 좋아하는데, 이러한 선호도 데이터는 협력적 필터링에 의해 잡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충분한 개인화된 시청 또는 구매 이력을 입수할 수 있기 전에 조심성 있게 아이템들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결과는 주어진 사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구매 추천을 제 3 자

들의 프로파일들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다른 사용자의 시청 선호도들에 기초하여 이를테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과 같이 피조언자(advisee)에게 관

심있는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다양한 실시예들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추천 시스템들은 부정확한 추천에 이르게 하는 다른 사용자들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인 영

역 내 다른 사용자들이 무엇을 시청하였는지 또는 구매하였는지에 기초하여 피조언자들에게 프로그램들, 구매들 등을 추

천한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피조언자의 시청 또는 구매 선호도들의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러한 데모그래픽 데이터

를 고려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현 기술과는 반대로, 다른 사용자들의 선호도들이 피조언자에게 추천하는데 사

용되는 이들 다른 사용자들은 피조언자와 같게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갖는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은 예

를 들면 나이, 수입, 성별, 직업, 교육, 및 이들의 조합 등의 어떠한 데모그래픽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의 시청 또는 구매이력이 입수되기 전에 피조언자의 시청 또는 구매 선호도에

기초하여 추천이 발생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시스템에 시청 또는 구매이력을 제공한 확정된 사용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

는 것에 유의한다.

일 실시예에 따라서,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의 추천을 위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

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sub-population) 사용자를 확인하

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는 작용;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

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및 선호도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에 가장 낮은 계산된 근

접도 측정을 갖는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를 선택하는 작용으로서, N은 1 이상의 양

의 정수값인, 상기 선택 작용; 및 상기 선택된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작용

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의 추천을 위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

신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

용자 집단을 필터링하는 작용;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

로파일 데이터 및 선호도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에 가장 낮은 계산된 근접도를 갖는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를 선택하는 작용으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인, 상기

선택 작용; 및 상기 선택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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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실시예에 따라서,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의 추천에 대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는 작용; 상기 서브-집단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하나 이상의 중간 프로파일들

(mean profiles)을 생성하는 작용; 상기 하나 이상의 중간 프로파일들과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사이의

거리 측정을 계산하는 작용; 계산된 거리 측정이 가장 작을 것으로 결정된 N 중간 프로파일들을 선택하는 작용으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인, 상기 선택 작용; 및 상기 N 선택된 중간 프로파일들을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

을 추천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에 접속되고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포함

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명령들의 실행에 응답하여,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의 추천을 위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고; 상기 서브-집단의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및 선호도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근접도 측정이 가장 큰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사용자들

과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를 선택하고; 상기 선택된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아이템 추천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일 실시예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아이템의 추천을 위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

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수단;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수;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및 선호도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

로그램 수단; 상기 피조언자에 가장 낮은 계산된 근접도를 갖는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선호도 데

이터를 선택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수단으로서, N은 1이상의 양의 정수값인,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수

단; 선택된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수단이 구현

된 제조 물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및 다른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에 관련하여 취

해진 다음의 설명을 참조함으로써 더욱 잘 이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도 1b, 도 1c는 본 발명의 장치의 다양한 실시예들에 따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기의 개략적인 블록도.

도 2는 도 1의 예시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로부터의 샘플 테이블.

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의 추천기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제 3자 시청자의 시청이력으로부터의 샘플 테이블.

도 5는 본 발명의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도 6은 본 발명의 추천기 시스템에 의해 사용되는 제 3자 시청자의 프로파일로부터의 샘플 테이블.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흐름도.

실시예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구매추천과 같은 사용자에게 관심있는 아이템들을, 다른 사용자의 시청/구매 프로파일/선호도에 기

초해서 추천하는 방법 및 시스템들이 개시된다. 다음의 설명은 당업자가 본 발명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게 제공된 것이

다. 설명을 위해, 본 발명의 완전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재된

것은 단지 예로서 제공된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들의 다양한 수정은 당업자들에 쉽게 명백할 것이며, 본 명세서에 정의

된 일반적인 원리들은 본 발명 내에서 다른 실시예들 및 응용들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시된 실시예들로

한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본 명세서에 개시된 원리 및 특징들에 일관된 가장 넓은 범위에 따르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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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어떠한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들을 실행하기에 적합한 다른 장치가 기술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형적인 조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는 범용 컴퓨터 시스템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로딩되어 실행되었을 때,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들을 실행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한다. 본 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에 내장될 수 있고, 이

러한 제품은 본 명세서에 기술된 방법들이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며 컴퓨터 시스템에 로딩되었을 때

이들 방법들을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특징들 및 방법들은 텔레비전 시청 선호도들을 추천하는데 사용되는 3가지 특정한 구현을 포함하여, 텔

레비전 시청 추천 서비스 맥락에서 기술한다. 당업자들에게 이해되는 바와 같이, 개시된 방법들은 비-물리적 아이템들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들의 아이템들을 추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제한되지 않게 예로서, 개시된 방법들은 작가, 아티스

트, 타이틀의 카테고리 또는 그룹, 웹 사이트, 채팅 그룹, 영화, 텔레비전 쇼, 다운로드가능 콘텐트, 음식점, 및 그 외 사용자

들을 추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편의상, 본 명세서에서는 "사용자(user)", "피조언자(advisee)" 및 "새로운 사용자(new user)"를 시스템의 단일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혼합 사용자들(composite users)"를 지칭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도 1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를 도시한 것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텔

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는 특정 시청자에게 관심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위해 도 2와 관련하여 이하 논하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200) 내 프로그램들을 평가한다. 추천된 프로그램들의 세트는 예를 들면 잘 알려진 온-스크린 표

현 기술들을 사용하여 셋탑 단말/텔레비전(도시되지 않음)을 사용해서 시청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명세서에

서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의 맥락에서 예시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를테면 시청이력 또는 구매이력과 같은 사용자 습관

의 평가에 기초하는 어떠한 자동으로 생성되는 추천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는 이를테면 사용자가 먼저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기(100)를 입수하였을 때와 같이, 새로운 사용자의 시청

또는 구매이력(140)이 입수될 수 있기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을 발생할 수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기(100)는 중앙처리장치(CPU)(115)와 같은 프로세서(115), RAM 및/또는 ROM과 같은 메모리

(120)를 포함하는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어떠한 계산 디바이스로서 실현될 수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

램 추천기(100)는 예를 들면, 셋탑 단말 또는 디스플레이(도시되지 않음) 내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로서 실현될 수도 있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는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티보사(Tivo, Inc.,

of Sunnyvale, California)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티보 시스템(TivoTM system)과 같은 어떠한 구매가능한 텔레비전 프로

그램으로서, 또는 "결정 트리들을 사용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용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ommending Television Programming Using Decision Trees)" 명칭의 1999년 12월 17일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번

호 제09/466,406호, "베이스 TV 쇼 추천기(Bayesian TV Show Recommender)" 명칭의 2000년 2월 4일 출원된 미국특

허출원번호 제09/498,271호, 및 "세가지 미디어 추천 방법 및 시스템(Three-Way Media Recommendation Method and

System)" 명칭의 2000년 7월 27일 출원된 미국특허출원 번호 제09/627,139호, 또는 이들의 어떠한 조합에 기술된 텔레

비전 프로그램 추천기들로서 실현될 수 있고, 각각은 여기 참조로 포함시키고 본 발명의 특징들 및 기능들을 실행하게 수

정된다.

A. 제 1 실시예

제 1 실시예는 협력적 필터링의 원리들을 이용한다. 협력적 필터링을 위한 방법들에 관하여 몇 개의 특허들이 있다. 미국

특허 제5,790,426호, 제5,867,799호 및 제6,092,049호는 사용자에 의해 아이템에 주어진 평가들에 기초하여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방법들 및 장치를 제시한다.

도 1a에 도시되고 도 3 및 도 4와 관련하여 하기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는 일 실시예에

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200),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 및 시청자 선호도 프로세스(400)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200)는 잘 알려진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로서 실현될 수 있고 주어진 시간 간격 내에

입수가능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기록한다.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은 여기서는 제 3자 사용자들의 '서브-집단

(sub-population)'이라고 하는, 피조언자와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함께하는 일반 집단 중에서 제 3자 사용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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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일반 제 3자 사용자 집단을 처리한다. 시청자 선호도 프로세스(400)는 데모그래픽으로 필터링된 서브-집단

에서 각각의 제 3자 사용자마다 시청 선호도들을 확인한다. 근접도 루틴(600)은 피조언자에 의해 제공된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제 3자 시청자의 선호도의 근접성을 평가한다.

도 2는 도 1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EPG)(200)로부터의 샘플 테이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200)는 주어진 시간 간격 내에 입수가능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한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프로그

램 데이터베이스(200)는 각각이 주어진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인 레코드들(205 내지 220)과 같은 복수의 레코드들을 포함

한다.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200)는 필드들(240, 245)에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연

관된 일자/시간 및 채널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의 타이틀, 장르 및 배우들은 각각 필드들(250, 255, 270)

에서 확인된다. 프로그램의 기간 및 설명과 같은 추가의 잘 알려진 특징들(도시되지 않음) 또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200)에 포함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피조언자에게 관심있는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이를테면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들을, 제 3자 사용자 시

청 선호도들에 기초하여 행하는 제 1 예시적 방법(30)이 흐름도로 도시되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관계된 제 3자는

피조언자와 공통인 하나 이상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이다.

작용 301에서, 프로세스가 시작한다.

작용 302에서, 도 1a에 도시한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은 제 3자 시청자들의 보다 큰 집단을 필터링하여 피조언자와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제 3자 시청자들의 서브-집단을 확인하고 선택한다.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은

예를 들면, 나이, 관심, 수입, 성별, 직업 및 교육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어떠한 데모그래픽일 수 있다. 일 예로서, 피조언

자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면 이러한 데모그래픽은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여 서브-집단 내 남성인 제 3자 시청자

들을 확인하기 위해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터(filter)'로서 선택될 수 있다.

작용 304에서, 선호도 프로세스 루틴(400)은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에 의해 호출되어서, 제 3자 사용자들의 확인된

(작용 302에서) 데모그래픽적으로 호환가능한 서브-집단(demographically compatible sub-population) 내 각각의 시청

자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140)를 생성한다.

도 4는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130)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400)는 각각의 프로그

램 특징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시청자 조사로부터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400)는 각각이 주어진 프로그램과 연관된 레코드들(405 내지 420)과 같은 복수의 레코드들

을 포함한다. 각각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400)는 필드들(440, 445) 내 텔레비전 프

로그램과 연관된 일자/시간 및 채널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타이틀, 장르 및 배우들은 각각 필드

들(450, 455, 470)에서 확인된다. 프로그램의 기간 및 설명과 같은 추가의 잘 알려진 특징들(도시되지 않음) 또한 프로그

램 데이터베이스(400)에 포함될 수 있다.

작용 306에서, 근접도 루틴(600)이 선호도 프로세스 루틴(400)에 의해 호출되어, 피조언자에 의해 제공된 선호도 데이터

(140)를 사용해서 각각의 제 3자 시청자의 선호도 데이터(130)의 근접성을 평가한다. 즉, 작용 304에서 획득된 시청자 선

호도 데이터는 피조언자의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와 비교된다. 피조언자가 사용을 위해 입수가능한 기존의 프로파일 데이

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 프로파일 데이터는 이 작용에서 선호도 데이터를 대신할 것임에 유의한다. 또한, 피조언자가 일 기

간동안 시스템에 프로파일(140)을 수립한다면, 프로파일(140)은 이 작용에서 피조언자의 선호도 데이터(140)를 대신할

수도 있다.

작용 308에서, 피조언자에 프로그램 추천(150)을 하기 위해, 피조언자의 선호도 데이터(140)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판정

된 서브-집단 내 제 3자 시청자들의 선호도 데이터(130)를 사용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선호도 데이터가 피조언자의 제

공된 선호도 데이터(140)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판정된 최근접 N 제 3자 시청자는 피조언자에게 프로그램 추천들(150)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작용 308은 작용 306에 비교해서, 서브-집단으로부터 어느 제 3자 시청자들이 피조언

자와의 거리가 최소인지를 확인하여, 이 확인된 제 3자 시청자들을 사용하여 피조언자에게 시청 선호도들을 추천한다. 변

수 N이 입력 파라미터로서 제공될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디폴트값(예를 들면, N=1 또는 N=2 또는 N=3 등)으로서 제공

될 수도 있다.

작용 310에서,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B. 제 2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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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b에 도시되고 도 5 및 도 6과 관련하여 이하 논의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는 프로그램 데이

터베이스(200),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 시청자 선호도 프로세스(400), 프로파일 프로세스(500), 및 근접도 루틴

(600)을 포함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제 3자 시청자의 시청 프로파일에 기초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과 같은, 피조언자에게 관심있는 아

이템들을 추천하기 위한 제 2 예시적 방법(50)이 흐름도 형태로 도시되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제 3자 시청자는 피

조언자와 공통인 하나 이상의 데모그래픽 특징들을 함께한다.

작용 502에서, 프로세스가 시작한다.

작용 504에서, 도 1b에 도시된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은 피조언자와 공통인 하나 이상의 기선택된 데모그래픽 특징

들을 공유하는 제 3자 시청자들의 서브-집단을 확인하여 선택하기 위해 제 3자 시청자들의 큰 집단을 필터링한다. 데모그

래픽은 예를 들면, 나이, 관심, 수입, 성별, 직업 및 교육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어떠한 데모그래픽일 수 있다.

작용 506에서, 시청자 선호도 프로세스(400)는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에 의해 호출되어서, 확인된(작용 504에서) 데

모그래픽적으로 호환가능한 서브-집단 내 각각의 시청자에 대한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140)를 생성한다.

작용 508에서, 프로파일 프로세스(500)는 시청자 프로세스(400)에 의해 호출되어, 확인된(작용 504에서) 데모그래픽적으

로 호환가능한 서브-집단 내 각각의 시청자에 대한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150)를 생성한다. 프로파일 프로세스

(500)(암시적 또는 명시적)는 전체를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되는, 1999년 12월 17일 출원된 "결정 트리들을 사용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용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Recommending Television Programming using

Decision Trees)" 명칭의 미국특허출원번호 제09/466,406호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도 6은 제 3자 시청자 프로파일 데이터(60)를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제 3자 시청자 프로파일 데이터는 도 4에 도시된 것

과 같은,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통상적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작용 510에서, 근접도 루틴(600)이 프로파일 프로세스(500)에 의해 호출되어, 피조언자에 의해 제공되는 선호도 데이터

로 각각의 제 3자 시청자의 프로파일 데이터(140)의 근접성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작용 510은 서브-집단으로부터 어느

제 3자 시청자들이 피조언자의 선호도 데이터와 최소 프로파일 거리를 갖는지를 확인한다.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을 위해

기존의 프로파일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 프로파일 데이터는 이 작용에서 선호도 데이터를 대신할 것임에 유의한

다.

작용 512에서, 피조언자의 제공되는 선호도 데이터(140)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확인 또는 판정된(작용 510에서) 서브-집

단 내 하나 이상의 제 3자 시청자들의 프로파일 데이터(160)를, 피조언자에 프로그램 추천(150)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피조언자의 제공되는 선호도 데이터(140)(또는, 입수가능한 경우 프로파일 데이터(160))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판정되는 프로파일 데이터를 갖는 최근접 N 제 3자 시청자를, 피조언자에 프로그램 추천(150)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변수 N이 입력 파라미터로서 제공될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디폴트값(예를 들면, N=1 또는 N=2 또는 N=3, 등)으로

서 제공될 수도 있다.

작용 514에서,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C. 제 3 실시예

도 1c에 도시하고 도 6과 관련하여 이하 논의되는 바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래밍 추천기(100)는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200), 지리적 필터 루틴(300), 선호도 프로세스 루틴(400), 프로파일 프로세스 루틴(500), 클러스터링 루틴(650), 중간

(mean) 프로파일 생성 루틴(700) 및 거리 계산 루틴(800)을 포함한다.

도 7을 참조하면, 제 3자 시청자의 시청 프로파일에 기초해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추천과 같은, 피조언자에게 관심있는 아

이템들을 추천하기 위한 제 3 예시적 방법(70)이 흐름도 형태로 도시되었다. 본 발명의 원리에 따라서, 제 3자 시청자는 피

조언자와 공통인 하나 이상의 데모그래픽 특징들을 공유한다.

작용 720에서, 프로세스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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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704에서,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은 피조언자와 공통인 하나 이상의 데모그래픽 특징들을 공유하는 제 3자 시청

자 서브-집단을 확인하여 선택하기 위해 큰 제 3자 시청자 집단을 필터링한다. 데모그래픽은 예를 들면, 나이, 관심, 수입,

성별, 직업 및 교육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어떠한 데모그래픽일 수 있다.

작용 706에서, 선호도 프로세스 루틴(400)은 데모그래픽 필터 루틴(300)에 의해 호출되어서, 확인된(작용 704에서) 데모

그래픽적으로 호환가능한 서브-집단 내 각각의 시청자에 대한 제 3자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140)를 생성한다.

작용 708에서, 프로파일 프로세스(500)는 시청자 프로세스(400)에 의해 호출되어, 확인된 데모그래픽적으로 호환가능한

서브-집단 내 각각의 시청자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제 3 시청자 프로파일 데이터(150)를 생성한다.

작용 710에서, 프로파일 프로세스 루틴(500)에 의해 클러스터링 루틴(650)이 호출되어, 작용 708에서 확인된 제 3자 시

청자 프로파일 데이터로부터 하나 이상의 클러스터들(170)을 생성한다. 많은 방법들이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클러스터링 작용은 K-중간(K-means)과 같은 알려진 어떠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사용

될 수 있는 한가지 클러스터링 방법은 전체를 본 명세서에 참조로 포함되는, 2001년 11월 11일 출원된 "아이템-기반 클러

스터링을 사용하는 관심 아이템 추천용 정형적 프로파일을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Generating A

Stereotypical Profile For Recommending Items of Interest Using Item-based Clustering)" 명칭의 미국특허출원번호

제10/014,192호에 기재되어 있다.

작용 712에서, 중간 프로파일 생성루틴(700)이 클러스터링 루틴(650)에 의해 호출되어, 작용 710에서 생성된 클러스터들

로부터 또는 이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중간 프로파일들(180)을 생성한다.

작용 714에서, 중간 프로파일 생성루틴에 의해 거리 계산루틴(800)이 호출되어, 피조언자에 의해 제공된 선호도 데이터

(140)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중간 프로파일들의 근접성을 평가한다. 피조언자가 사용을 위해 기존의 프로파일 데이터

(160)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 프로파일 데이터는 이 작용에서 피조언자의 제공된 선호도 데이터(140)를 대신하여 사용

될 것임에 유의한다.

작용 716에서, 피조언자의 제공된 선호도 데이터(140)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결정된 하나 이상의 중간 프로파일들 중에서

이들 중간 프로파일들을, 피조언자에게 프로그램 추천(150)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피조언자의 제공된

선호도 데이터(140)(또는, 입수가능한 경우 프로파일 데이터(160))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결정된 선호도 데이터를 갖는

최근접 N 제 3자 시청자를, 피조언자에게 프로그램 추천(150)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변수 N이 입력 파라미터로서

제공될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디폴트값(예를 들면, N=1 또는 N=2 또는 N=3, 등)으로서 제공될 수도 있다.

작용 718에서, 프로세스가 종료한다.

전술한 바는 본 발명을 단지 예시한 실시예로 구성된 것이다. 당업자들은 본 발명의 기본원리 또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실

시예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구성들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첨부한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

a) 단어 "포함하는(comprising)"은 주어진 청구항에 열거된 것들과는 다른 요소들 또는 작용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b) 단어 "하나('a' 또는 'an')"는 복수의 이러한 요소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고;

c) 청구항 내 참조부호들은 이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d) 몇몇의 "수단(means)"는 동일 아이템 또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구조 또는 기능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

며,

e) 개시된 소자들 각각은 하드웨어 부분들(예를 들면, 이산 전자회로), 소프트웨어 부분들(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이들의 어떠한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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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아이템들을 추천(150)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피조언자(advisee)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demographic)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터링하는 단계(300);

(c)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130)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160) 및

선호도(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600)을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피조언자에 가장 낮은 계산된 근접도 측정(600)을 갖는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상기 선호

도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계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인, 상기 선택 단계; 및

(e) 상기 단계(d)에서 선택된 상기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N은 시스템 디폴트값 또는 사용자가 제공한 입력값으로서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에 앞서, 선호도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선호도 데이터는 아이템 특징

들의 평가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시청자 조사들로부터 축적된 것인,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이템들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획득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인,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 데이터는 암시적 및 명시적 프로그램 추천기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 데이터는 협력적 프로그램 추천기(collaborative program recommender)에 의해 제공되

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이 입력 파라미터 및 시스템 디폴트값 중 하나로서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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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아이템들을 추천(150)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

단을 필터링하는 단계(300);

(c)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160) 및 선호

도(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600)을 계산하는 단계;

(d) 계산된 근접도 측정이 가장 낮은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를 선택하는 단

계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인, 상기 선택 단계; 및

(e) 상기 단계(d)에서 선택된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아이템들(150)을 상기 피조언자에 추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c)에 앞서:

프로그램 특징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시청자 조사들로부터 상기 서브-집단 사용자들에 대한 선호도 데이

터(130)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한 선호도 데이터(130)로부터 프로파일 데이터(160)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의 리스트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획득된 프로그램들인, 아이템 추천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 데이터는 암시적 및 명시적 프로그램 추천기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 데이터는 협력적 프로그램 추천기에 의해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13.

제 8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이 입력 파라미터 및 시스템 디폴트값 중 하나로서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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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아이템들을 추천(150)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

을 필터링하는 단계(300);

(c) 상기 서브-집단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중간 프로파일들(mean profiles; 700)을 생성하는 단계;

(d) 상기 N 중간 프로파일들과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사이의 거리 측정(800)을 계산하는 단계;

(e) 계산된 거리 측정(800)이 가장 작을 것으로 결정된 N 중간 프로파일들을 선택하는 단계로서, N은 1이상의 양의 정수

값인, 상기 선택 단계; 및

(f) 상기 N 선택된 중간 프로파일들을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 프로파일들을 생성하는 단계는:

프로그램 특징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시청자 조사들로부터 상기 서브-집단 사용자들에 대한 선호도 데이

터(130)를 축적하는 단계;

상기 축적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프로파일 데이터(500)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적어도 한 클러스터(650)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한 클러스터에 대응하는 중간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아이템들은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로부터 획득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인, 아이템 추

천방법.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선호도 데이터는 암시적 및 명시적 프로그램 추천기 중 하나에 의해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법.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이 입력 파라미터로서 또는 시스템 디폴트값으로서 제공되는, 아이템 추천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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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아이템들을 추천(150)하기 위해 컴퓨터로 구현되는 장치에 있어서,

프로세서(115); 및

상기 프로세서(115)에 접속되고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120)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115)는, 상기 명령들의 실행에 응답하여: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

터링하고(300);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130)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160) 및 선호

도(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600)을 계산하고;

상기 피조언자에 가장 낮은 계산된 근접도 측정을 갖는 상기 서브-집단으로부터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상기 선호도 데이터

를 선택하고,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이며;

상기 선택된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장치.

청구항 20.

아이템들을 추천(150)하기 위해 컴퓨터로 구현되는 장치에 있어서,

프로세서(115); 및

상기 프로세서(115)에 접속되고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120)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115)는, 상기 명령들의 실행에 응답하여: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

터링하고(300);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160) 및 선호도

(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고(600);

계산된 근접도 측정이 가장 낮은 N 사용자들과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선택하고,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이며;

상기 선택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장치.

청구항 21.

아이템들을 추천(150)하기 위해 컴퓨터로 구현되는 장치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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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115); 및

상기 프로세서(115)에 접속되고 컴퓨터 실행가능 명령들을 저장하는 메모리(120)를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115)는, 상기 명령들의 실행에 응답하여: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고;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

터링하고(300);

상기 서브-집단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중간 프로파일들을 생성하고;

상기 N 중간 프로파일들과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사이의 거리 측정을 계산하고;

계산된 거리 측정(800)이 가장 작을 것으로 결정된 N 중간 프로파일들을 선택하며;

상기 N 선택된 중간 프로파일들을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장치.

청구항 22.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 수단이 구현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아이템들을 추천(150)하기 위한 제조 물품에 있

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

터링하는 작용(300);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130)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160) 및 선호

도(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는 작용(600);

계산된 근접도 측정이 가장 낮은 상기 서브-집단에서 N 사용자들과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를 선택하는 작용으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값인, 상기 선택 작용; 및

상기 선택된 상기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제조 물

품.

청구항 23.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 수단이 구현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아이템들을 추천(150)하기 위한 제조 물품에 있

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상기 아이템들의 추천을 위해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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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

터링하는 작용(300);

상기 서브-집단 내 각각의 사용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와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160) 및 선호도

(140) 중 하나 사이의 근접도 측정을 계산하는 작용;

계산된 근접도 측정이 가장 낮은 N 사용자들과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를 선택하는 작용으로서, N은 1 이상의 양의 정수

값인, 상기 선택 작용; 및

상기 선택된 상기 프로파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제조 물품.

청구항 24.

컴퓨터 판독가능 코드 수단이 구현된 컴퓨터 판독가능 매체를 포함하는, 아이템들을 추천(150)하기 위한 제조 물품에 있

어서,

상기 컴퓨터 판독가능 프로그램 코드 수단은:

피조언자로부터 추천요청을 수신하는 작용;

상기 피조언자와 공통인 적어도 하나의 데모그래픽을 공유하는 서브-집단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사용자 집단을 필

터링하는 작용(300);

상기 서브-집단 사용자와 연관된 선호도 데이터로부터 중간 프로파일들(700)을 생성하는 작용;

상기 중간 프로파일들과 상기 피조언자와 연관된 프로파일 데이터 사이의 거리 측정(800)을 계산하는 작용;

계산된 거리 측정(800)이 가장 작을 것으로 결정된 N 중간 프로파일들을 선택하는 작용으로서, N은 1이상의 양의 정수값

인, 상기 작용 작용; 및

상기 N 선택된 중간 프로파일들을 사용하여 상기 피조언자에 상기 아이템들(150)을 추천하는 작용을 포함하는, 제조 물

품.

도면

공개특허 10-2006-0009332

- 14 -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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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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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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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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